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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5, 2020
Click here to access all flyers through the Peachjar website

Thursday, March 5

6:30 PM PTA Variety Show in auditorium
After School Clubs
2:20 PM-3:10 PM LANGO Spanish, Science Lab
1:05 PM- 2:05 PM Kinder Soccer, Primary Yard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3:40 PM 1st- 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 Field

Friday, March 6

Minimum Day
7:30 Recycling Friday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9:00 AM PTA Association Meeting, Auditorium
MACK Jog-a-thon Pledge Money is due!

Minimum Day Schedule
11:50
TK Dismissal
12:00
K Dismissal
12:20
-13 Dismissal
12:40
-46 Dismissal
After School Clubs
2:45 PM Girl Scout Troop #7471, Art Studio
Monday, March 9

After School Clubs
1:05 PM- 2:05 PM Kinder Tennis, Primary Yard
2:20 PM- 3:50 PM Drama Maniacs : K- 2nd Grade, Rm 2227
2:20 PM- 3:20 PM Let’s Make Art w/ Vicky Rees, Rm 8201
2:30 PM- 4:30 PM D&M Armenian Class, Rm 8202
2:40 PM- 4:10 PM Drama Maniacs : 3rd- 6th , Rm 2211
2:40 PM- 3:40 PM First- Sixth Grade Basketball

Tuesday, March 10

6th Grade Panoramic Pictures
After School Clubs
2:20 PM- 3:20 PM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3 PM - 4:30 PM Student Council Meeting, Rm 2223
4:30 PM- 7:30 PM GUSD Board Meeting

Wednesday, March 11

After School Clubs
2:30 PM Davidian-Mariamian Armenian Class, Auditorium
2:40 PM- 3:45 PM Math Team, Rm 2214
6:30 PM- 8:00 PM MACK Board Meeting, Auditorium

Thursday, March 12

Report Cards Sent Home
After School Clubs
2:20 PM-3:10 PM LANGO Spanish, Science Lab
1:05 PM- 2:05 PM Kinder Soccer, Primary Yard
2:35 PM- 3:35 PM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3:40 PM 1st- 6th Grade Tennis & Soccer, UpperField

Friday, March 13

7:30 AM Chorus
8:30 AM Flag Ceremony
9 AM - PTA e-Board Meeting, Rm 8202
After School Clubs
2:15 PM GS Troop #01411, Art Studio
2:45 PM GS Troop # 1841, Science Lab

6 PM Boy Scout of America #360, Auditorium
Up c oming Eve nts

Ma rch 13-23 Spring Bre a k , No School
TUESDAY, March 24 - School Resumes
April 13-May 1- CAASPP

An Important Message from GUSD
Dear Glendale Unified Students, Staff, Families, and Community: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students and staff will always be one of our top
priorities. We continue to monitor the spread of COVID-19 closely, and adjust our
practices and keep our community up to date as we learn new information. We
appreciate your pati ence and cooperation as we navigate this unique and evolving
situation. Yesterday morning, the County of Los Angeles confirmed that there are six
new cases of COVID-19 in the county. All six can be linked to a specific person.There
are no known cases of community spread in LA County at this time. In light of the
news today and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I have requested all Glendale Unified schools
postpone, when possible, field trips scheduled in the weeks ahead. At this time, school-based
Open House events, parent meetings, and clubs, as well as all competitions and sporting events,
will continue as scheduled. The L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recommended today that the
public plan for the possibility of “social distancing,” including business and s chool closures and
cancelation of public events. The health department made it very clear that this is a call for
preparedness . There has been no recommendation for school closures or cancelation of public
events anywhere in LA County at this time.
Right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o what we know works:
● Sta y home if you a re sick – e ve n mildly sick.
● If your child is sick, ple a s e ke e p the m hom e from s chool.
● Wa sh your ha nds ofte n with soa p a nd wa te r for a t le a st 20 se conds. If soa p a nd wa te r a re not
a va ila ble , us e a n a lcohol-b a se d ha nd s a nitize r.
● Cove r your coug h or sne e ze with a tissue , the n throw the tissue in the tra s h.
● Avoid touching your e ye s , nose , a nd mouth with unwa s he d ha nd s.
● Avoid close conta ct with p e ople who a re sick.
● Cle a n a nd dis infe ct fre que ntly touche d obje cts a nd surfa c e s.
● Individua ls with chronic he a lth issue s a nd/or individua ls e xp e rie ncing se ve re sym ptoms should
be e va lua te d by a me dic a l profe s siona l.
● Ge t va c cina te d e ve ry ye a r.
We must work toge the r to ke e p our com munity he a lthy a nd s a fe by pra cticing good hygie ne , ke e ping up
to da te with curre nt inform a tion, a nd comb a ting the s pre a d of fa ls e inform a tion. We will continue to
upd a te our Gle nd a le Unifie d we bsite , a s we ll a s our d is trict’s Fa ce book a nd Twitte r pa g e s, with curre nt
inform a tion a nd re sourc e s. You ca n a lso visit the CDC or Los Ange le s County De p a rtme nt of Public He a lth
we bsite s for re lia ble inform a tion.
M.A.C.K. Jog-a-thon Jog-a-thon Pledge DEADLINE is TOMORROW
As you ca n se e on our J og-o-me te r a long the ra mp , we ne e d more he lp to re a ch our goa l. In a d dition to
he lping our school provide Chrome books to e ve ry stud e nt, the re a re LOTS of gre a t individua l prize s, too.
$ 50 or more wins the Be a r Ba nda na , $ 100 or more wins the Ba nd a na PLUS a n invite to the Kids' FUN
FEST pa rty on April 3rd. The re a re gra d e le ve l winne rs a s we ll a s our TOP fundra is e r for the school.
EVERY stude nt re ce ive d a cool color-cha nging cup. Le t's g e t our runne r a cros s the finis h line ! Che cks a re
pa ya ble to M.A.C.K. or you ca n us e the link on our we b site to ma ke your dona tion online (be sure to includ e
your stud e nt's na m e ). Que stions? Conta ct He idi Wom a ck - he idiwom a ck33@g m a il.com or Ke lly
Schroe de r - kschroe d e r@g usd.ne t.
Click He re for the Link to Dona te

2020-2021 New Family Enrollment
Welcome Parents, 2020-2021 School Year is just around the corner! Please see the link
below to register online for an appointment time for Enrollment. Please read carefully as to
what is NEEDED when you come to your appointment! 2020-2021 Sign Up Genius
Enrollmen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front office 818-248-7766 and ask for
Mrs. Narineh Sety. Thank you!
CAASPP Testing
The testing season has arrived. All 3rd through 6th grade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he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CAASPP). Testing will begin the week of April 13 and continue through
May 1st. All students in grades 3through 6 will take tests in both English Language Arts and Math. 5th grade
will also take a Science Test. Please see the attached parent letter in Peachjar for more information.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Elizab eth Tamez etamez@gusd.net
Recycling Fridays
Our monthly Recycling Day is TOMORROW, March 6th. Bring in your aluminum cans and plastic
bottles (with CRV only, please) between 7:30 and 8:30 AM by the bridge on theschool side. Please
empty all liquids before dropping off, and please no glass. All proceeds benefit the Class of 2020.
THANK YOU!
PTA Founders Day. JOURNEY UNDER THE SEA: The 53rd Mountain Avenue PTA Founders Day
celebration is on Thursday, April, 2, 2020. Join us to honor the Founders of PTA with Student,
Parent, and Staff Signers; Honorary Service Awards; and the presentation of the 2020-21 PTA
Board. Meals are available for purchase at 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 See the
PeachJar flyer for more details. See you there!
PTA Nominating Committee
The nominating committee has worke d hard to consider eligible candidates for the 2020 2021 PTA Executive Board at Mountain Avenue. The nominations will be posted on the office
door for review and will be finalized on Founders Day. We are still looking to fill two positions!
Please consider volunteering for this amazing organization. If you are interested in being
nominated for a position, please reach out to Principal Scott.
2020-2021 PTA Executive Board Nominations
President - Kathy Necus
1st VP - Chair of Programs - Michelle Lee
2nd VP - Chair of Volunteers - Dina Gharehbagloo
3rd VP - Chairman of Ways and Means - VACANT
4th VP - Chairman of Hospitality - Kelly Cicuto
Recording Secretary - Claudia Rodriguez
Treasurer - VACANT
Auditor - Amelia Lapeña
Historian - Christina Axman
Mountain Avenue's Got Talent 2020
Join us on Thursday night for a wonderful celebration of talent. There are over 35 acts, so space is limited.
The show starts at 6:30pm in the Mountain Avenue Auditorium.
Yearbook Purchases
Yearbook purchases will be done only online through our Mountain Avenue Yearbook Store :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 . We will start yearbook sales on March 1st. This year,
the yearbook will be $35.00. Sales will end on May 8th. Yearbooks will be passed out to

students on the last day of school. We will have a limited amount of yearbooks on hand to sell on the last
da y of school. If you miss b oth sa le s, ye a rbooks will b e a va ila ble for purcha se through our ye a rbook
we bsite , howe ve r, you will ha ve to p a y for your own shipping a nd ha ndling a s it will be de live re d to your
house dire ctly.
Disclaimer: Currently, the Yearbook cover shown on our yearbook website is a placeholder. The ye
arbook cover is under
construction.

LoveLines
Lovelines are now available for purchase! Lovelines are $5 and we can only offer 200 characters. All
purchases will be done online through our Mountain Avenue Yearbook Store: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 under Parent Ad. It is first come, first serve! The last day to
purchase a Love Line is April 30th.
Disclaimer: Please add the recipient’s name in your message and double check your spelling and grammar. The yearbook
committee will only copy and paste your message onto the page.

~ The PTA Yearbook Committee

Summer School Fee Based Offers!
GEF 6th Grade
GEF Summer School is again offering a special class at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for current 6th
grade students to help them prepare for middle school. Get Ready for Middle School Math is a non-credit
enrichment clas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ff erent approaches to math. The class is from 8:00 to
10:30, from either June 15 to June 30, or July 1 to July 17. Tuition is $150.
There will be two parent nights… March 25, 6:30 pm at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and March 26, 6:30
pm at Wilson Middle School.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 – www.gefsummerschool.org .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in
your school office, on the website, and are due by April 16.
GEF 2nd-7th Grade
GEF Summer School Summer Theater Camp deadline is rapidly approaching! April 16 is the deadline…
so get your students signed up!. Summer Theater Camp is a non-credit enrichment class taught by the
drama teachers at Crescenta Valley High. The class is from 8:00 to10:30, from June 17 to July 2. Tuition
is $150 plus a $10 materials fee.
In addition, this year we are offering Summer Musical Theater Camp, also non-credit and taught by the
drama teachers at Crescenta Valley High. Musical Camp students will stay until 11:30, and the tuition is
$225.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 – www.gefsummerschool.org .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and in your school office.
ED100
Mountain Avenue PTA is partnering with Ed100.org this year to learn more about
California’s education system. We already have a parent that has GRADUATED the
program! How many parents can we graduate this year??? The Check it out:
www.ed100.org (Be sure to login and select our school to increase our chances in a
drawing!).
Yearbook Club
Do you have photos you want to share with the Yearbook Club? Here is the link:
https://uploads.picaboo.com/8621381 Using this link, your photos will automatically
appear in our yearbook editing platform! Thank you for sharing! Disclaimer: With so

many submissio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r uploaded photo will be used in the
yearboo k
SHOP with Amazon
Don’t forg e t tha t e ve ry time you shop with Am a zon, a p e rce nt of your purcha s e come s to
Mounta in Ave nue ’s 6th gra de ! How doe s it work? Ma ke sure you click the link BEFORE going to
the we bs ite . The link is a lso a va ila ble on the Mounta in Ave nue We bsite . Tha nk you for your
support! https://www.a ma zon.com/?_ e ncoding=UTF8&ta g=mounta ve nue le 20&linkCod e =ur2&c a mp=1789&cre a tive =9325

Peachjar (Flyers)
There’s an easier way to view flyers! Here is the link for Peachjar, where you would be able to view
all the flyers that have to do with School and everything in between!
Please start referring to this wonderful site for all of the flyers! Peachjar Flyers

PBIS
Mountain Avenue participates in PBIS, which stands for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Our Statement of Purpose is... We are a school community that

champions diversity and creativity within a kind, safe, responsible and respectful
environment. All Mountain Avenue B.E.A.R.S.are expected to:
Be Kind
Encouraging
Accept Responsibility
Respect Others and be
Safe

Mountain Avenue Elementary School
Thursday Update
March 5, 2020
피치자 웹싸이트 (Peachjar website) 를 통해 전단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목요일, March 5

6:30 PM PTA 버라이어티 쇼 (Variety Show), 오디토리엄에서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0 PM - 3:10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싸이언스 랩
1:05 PM - 2:05 PM 킨더 축구 (Kinder Soccer), 프라이머리 야드 (Primary Yard)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필드

금요일, March 6

Minimum Day 미니멈 데이
7:30 리싸이클링 (Recycling Friday 재활용 금요일)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9 AM PTA 연합회 미팅, 오디토리엄
MACK Jog-a-thon 모금액 제출 마감일 Pledge Money is due!
Minimum Day 미니멈 데이 하교 스케쥴 Schedule
11:50
TK Dismissal
12:00
K Dismissal
12:20
1-3 Dismissal
12:40
4-6 Dismissal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45 PM 걸스카웃 Troop #7471, 아트 스튜디오 (Art Studio)

월요일, March 9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1:05 PM - 2:05 PM 킨더 테니스 Kinder Tennis, 프라이머리 야드 (Primary Yard)
2:20 PM - 3:50 PM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K - 2 학년, Rm 2227
2:20 PM - 3:20 PM 렛츠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1
2:30 PM - 4: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Rm 8202
2:40 PM - 4:10 PM 드라마 매니액스 (Drama Maniacs): 3 학년 - 6 학년, Rm 2211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농구 (Basketball)

화요일, March 10

6 학년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0 PM - 3:20 PM 렛츠 메잌 아트 (Let’s Make Art! with Vicky Rees), Rm 8202
3 PM - 4:30 PM 학생회 (Student Council) 미팅, Rm 2223
4:30 PM - 7:30 PM GUSD 보드 미팅

수요일, March 11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30 PM Davidian-Mariamian 알메니안 클래스, 오디토리엄
2:40 PM - 3:45 PM 매쓰 팀 (Math Team), Rm 2214
6:30 PM - 8:00 PM MACK 보드 미팅, 오디토리엄

목요일, March 12

성적표 (Report Cards) 발송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20 PM - 3:10 PM LANGO 스페니쉬 (Spanish), 싸이언스 랩
1:05 PM - 2:05 PM 킨더 축구 (Kinder Soccer), 프라이머리 야드 (Primary Yard)
2:35 PM - 3:35 PM 파커 앤더슨 (Parker-Anderson): Pokemon Art Academy!, Rm 8202
2:40 PM - 3:40 PM 1 학년 – 6 학년 테니스 & 축구 (Tennis & Soccer), 어퍼필드

금요일, March 13

7:30 AM 합창부 (Chorus) 연습
8:30 AM 아침조회 (Flag Ceremony)
9 AM - PTA e-보드 미팅, Rm 8202
방과후 클럽 (After School Clubs)
2:15 PM 걸스카웃 Troop #01411, 아트 스튜디오 (Art Studio)
2:45 PM 걸스카웃 Troop # 1841, 싸이언스 랩
6 PM Boy Scout of America #360, 오디토리엄

다가오는 행사들

March 13-23 봄방학 Spring Break, 학교 휴무
화요일, March 24 – 학교 개학
April 13-May 1- CAASPP 가주 학력평가 시험

An Important Message from GUSD
Glendale 교육구 학생, 교직원, 가족 및 커뮤니티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COVID19 의 확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우리의 정책을 조정하고
커뮤니티를 최신 지침에 따라 유지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독특하고 진화하는
상황을 탐색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침,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는 카운티 내에 6 개의 새로운 COVID-19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명 모두 특정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에는 커뮤니티 내
확산으로 알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와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저는 모든 글렌데일 교육구의 학교에 몇주 안에 예정되어 있는
현장학습을 가능한 때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 기반의 오픈 하우스 행사, 학부모 회의 및
클럽은 물론 모든 대회 및 스포츠 행사는 예정대로 계속됩니다.
오늘 LA 공중 보건국 (The L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은 비즈니스 및 학교 폐쇄 및 공공행사 취소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외 (social distancing)” 가능성에 대한 공공계획을 권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이것이 준비
(preparedness)를 위한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어느 곳에서도 학교 폐쇄 또는 공개
행사 취소에 대한 권장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무십시요 - 약하게 아플 때에도
• 자녀가 아프면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쉬게 하십시요.
• 20 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요.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 (hand sanitizer)를 사용하십시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로 가리고, 그리곤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마십시요.
• 아픈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지 마십시요.
•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 하십시요.

•

만성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및/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개인은 의료 전문가에게 진료받도록
하십시요.
• 매년 예방 접종을 받으십시요.
우리는 좋은 위생습관을 실천하고 최신정보를 계속 접하고 유지하며, 허위 정보의 확산에 맞서서 우리의 지역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신 정보와 자료로 글렌데일 교육구 웹싸이트
Glendale Unified website 와 우리 교육구의 페이스북 Facebook 및 트위터 Twitter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질병 통제 예방국 CDC 또는 LA 카운티 보건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웹싸이트를 방문하십시요.
M.A.C.K. Jog-a-thon
Jog-a-thon 모금액 제출 마감일이 내일입니다 (Pledge DEADLINE is TOMORROW)
램프를 따라 적-오-미터 (Jog-o-meter)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크롬북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좋은 개인상도 많이 있습니다. $50 이상
모금 시 - 곰 두건 (Bear Bandana), $100 이상 모금 시 곰 두건 (Bear Bandana)과 함께 4 월 3 일에 있을
AWESOME Kids’ FUN FEST 파티에 초대받게 됩니다. 학교 전체 중 최고액을 모금한 학생뿐 아니라 각 학년별
수상자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색깔이 바뀌는 멋진 컵을 받았습니다. 결승선을 지나 달리기 선수들을
모읍시다! 체크를 쓰실 때는 M.A.C.K 앞으로 써 주시고, 학교 웹싸이트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기부하실 때에는 반드시 학생이름(들)을 포함시켜 주십시요. 질문이
있으십니까? Heidi Womack - heidiwomack33@gmail.com 또는 Kelly Schroeder - kschroeder@gusd.net 께
문의하십시오.
도네이션을 위해서는 여기를 Click Here for the Link to Donate 클릭하십시요.
2020-2021 새가정 New Family 등록 Enrollment
학부모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0-2021 학년도가 곧 다가옵니다! 새가정 등록을 위한
약속시간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 링크 2020-2021 Sign Up Genius
Enrollment 를 참조하십시요. 약속에 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오피스 818-248-7766 에 전화하셔서 Mrs.
Narineh Sety 를 찾으십시요. 감사합니다!
CAASPP Testing 가주 학력평가 시험
테스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3 학년에서 6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생 학력 및 성취도 평가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 CAASPP) 시험에 참여할 것입니다. 테스트는
4 월 13 일 주부터 시작하여 5 월 1 일까지 계속됩니다. 3 - 6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시험을
치릅니다. 5 학년은 과학 시험도 치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에 첨부된 학부모님께 보내진 편지를 참조
하십시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Elizabeth Tamez 께 etamez@gusd.net 으로 문의
하십시요.
재활용 금요일 Recycling Fridays
우리의 월례 재활용 데이는 내일, 3 월 6 일입니다. 학교 바로 옆 다리 옆으로 7:30 에서 8:30
사이에 알루미늌 캔과 플라스틱 병 (CRV 표시가 되어있는 캘리포니아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와주십시요 드랍하시기 전에 병 안에 있는 액체는 모두 비우시고, 유리용기는
사절합니다. 모든 이익금은 졸업반 Class of 2020 에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PTA 화운더즈 데이 (PTA 창립기념일). 바다 속 여행 (JOURNEY UNDER THE SEA): 제 53 회
마운틴 애비뉴 PTA 창립기념일 축하행사는 목요일, 2020 년 4 월 2 일에 개최됩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스태프들로 이루어진 노래발표회; 명예 봉사상 수여; 그리고 2020-21 PTA
이사회 발표와 함께 PTA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mountainavenue.myschoolcentral.com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Jar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거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지명위원회 (The nominating committee)는 Mountain Avenue 의 2020-2021 PTA 임원진 (PTA Executive
Board) 후보들의 자격을 고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명내용은 검토를 위해 사무실 문에 게시될
것이며, 화운더즈 데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ountain Avenue's Got Talent 2020
목요일 밤에 멋진 재능의 축하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35 개 이상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공간이 비좁을 수 있습니다. 쇼는 마운틴 애비뉴 오디토리엄
(강당)에서 오후 6 시 30 분에 시작됩니다.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구입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구입은 Mountain Avenue 이어북 스토어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3 월
1 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은 $35.00 입니다. 판매는
5 월 8 일에 끝납니다.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은 학교 마지막 날에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학교 마지막 날에 판매할 수 있는 이어북 (Yearbook 학교앨범) 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구입을 못하신 경우에는, 이어북 스토어 웹싸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집으로 직접
배송되므로 배송 & 핸들링 (shipping and handling)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 현재 이어북 스토어 싸이트에 보이는 앨범표지는 임시로 넣어둔 것입니다. 앨범표지는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러브라인즈 (LoveLines)
이어북에 들어가는 러브라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러브라인은 각각 $5 이며, 최대 200 자 까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구매는 마운튼 애비뉴 이어북 스토어 https://mountainavenue.picaboo.com 의
Parent Ad 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선착순입니다! 러브라인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4 월 30 일입니다.
면책 조항 : 메시지에 수신자의 이름을 넣어 주시고 철자와 문법을 다시 확인하십시요.
이어북커미티는 메시지를 카피해서 (only copy and paste ) 그대로 앨범 페이지에 추가하게
됩니다. ~ PTA 이어북커미티 (Yearbook Committee)

유료 써머스쿨 Summer School Fee Based Offers!
GEF 6th Grade
GEF Summer School 은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에서 현재 6 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준비를 위한 특별
수업을 제공합니다. 중학교 수학 준비 과정 (Get Ready for Middle School Math) 은 Math 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학점 보충수업입니다. 수업은 6 월 15 일 - 6 월 30 일 또는 7 월 1 일 - 7 월 17 일에
8:00 - 10:30 에 있습니다. 수업료는 $150 입니다.
2 차례의 학부모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arch 25, 6:30 PM, CV 하이스쿨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에서, 그리고 March 26, 6:30 PM Wilson Middle School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싸이트 – www.gefsummerschool.org 를 방문하십시요. 신청서는 학교 사무실,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등록마감은 4 월 16 일입니다.
GEF 2nd-7th Grade
GEF 써머스쿨의 하계 띠어러 캠프 (Summer Theater Camp)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월 16 일이
마감일입니다. 학생들을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Summer Theater Camp 는 Crescenta Valley High 의 드라마
교사들이 가르치는 비학점 보충수업입니다. 수업은 6 월 17 일에서 7 월 2 일까지 8:00 - 10:30 에 있습니다.
수업료는 $150 + 재료비 $10 입니다.

또한 올해는 크레센타 밸리 하이 (Crescenta Valley High)의 드라마 교사들이 비학점으로 운영하는 하계 뮤지컬
띠어러 캠프 9Summer Musical Theater Cam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캠프 학생들은 11:30 까지 머물며,
수업료는 $225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싸이트 – www.gefsummerschool.org 를 방문하십시요. 신청서는 학교 사무실,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D100
Mountain Avenue PTA 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올해
Ed100.org 와 제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신
(GRADUATED) 부모가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의 부모님이 졸업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십시요: www.ed100.org (로그인하시고 우리학교를 선택하셔서 추첨에
뽑힐 기회를 높여 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어북 클럽 (Yearbook Club)
Yearbook Club 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십니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uploads.picaboo.com/8621381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사진이 저희
이어북클럽 편집 플랫폼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제출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사진이 이어북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존 샤핑 (SHOP with Amazon)
아마존에서 샤핑할 때마다 구매액의 일정 퍼센트가 마운틴 애비뉴 6 학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아마존 웹싸이트에 가기 전에 다음 링크를 “먼저” 클릭
하십시요. 이 링크는 학교 웹싸이트에도 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amazon.com/?_encoding=UTF8&tag=mountavenuele20&linkCode=ur2&camp=1789&creative=9325
Peachjar (피치자 전단지)
전단지를 볼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Peachjar 링크입니다. 여기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전단지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이 멋진 사이트 이용을 시작
하십시요! Peachjar Flyers
PBIS
마운튼 애비뉴는 PBIS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명서: 우리는 친절하고 안전하며 책임있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옹호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모든 마운튼애비뉴 베어들
(B.E.A.R.S.) 에게 다음을 바랍니다.
친절하기 Be Kind
격려하기 Encouraging
책임감 갖기 Accept Responsibility
다른사람 존중하기 Respect Others
& 안전하기 and be Safe

